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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창업 성공요인 분석
이충수1)

Analysis of Success Factors of Food Service Start up
1)

Choongsoo Lee
요 약

외식업체 가운데 10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는 곳은 7.3%에 불과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전국음
식점 60만 곳 가운데 5년 이상 영업을 계속한 음식점도 20%이며, 나머지 80%는 5년안에 문을 닫는다
고 한다. 또한 전체 음식점 가운데 개업 후 6개월 안에 영업을 그만 두는 곳이 12.1%, 1년 안에 폐업
하는 음식점도 전체의 25.6%에 달한다고 한다. 외식업에 대한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많은
수가 실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층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AHP)을 이용하여 소상공인 외식 창업의 성
공요인을 분석하여 외식 창업자들에게 중요한 성공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HP를 이용하여 실험을 한 결과 창업 성공요인은 아이템(0.29), 창업
자(0.27), 점포(0.23), 경영능력(0.21) 요인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템의 세
부요인에서 음식맛과 품질 및 신선도, 창업자 요인에서는 창의성 및 혁신, 경험 및 기술, 점포요인에
서는 음식점의 분위기와 입지/상권, 경영능력 요인에서는 소통능력과 마케팅의 우선순위가 높았다.
핵심어 : 외식, 외식창업, 성공요인, 계층분석법, 일관성 비율

Abstract
Only 7.3% of catering companies have been in business for more than 10 years. Of the 600,000
national restaurants that have paid VAT, 20% of restaurants have been operating for five years or more,
and the remaining 80% are closed within five years. Of the total restaurants, 12.1% quit business within
six months of opening, and 25.6% of restaurants shut down within one year. Although start-up in the food
service has been actively occurring, many fail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uccess factors of food service founder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d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of the important factors and priorities of the
success factors. The importance of success factors was found to be in the order of item (0.29), founder
(0.27), store (0.23), management ability (0.21). Food taste and quality/freshness in item factors, creativity/
innovation and experience/technology in founder factors, store mood and location/commercial area in store
factors, communication ability and marketing in management ability factors were high priority.
Keywords : Food Service, Food Service Start up, Success Factors, Analytic Hierarchy Process,
Consistency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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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외식산업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가계소득의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조리설비 및 포장기술의 발달로 인한 테이크아웃형
태의 외식업 증가 등에 영향을 받아 가계 외식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외식시장 규모
는 2001년 약 34조원, 2009년 약 70조원, 2015년 108조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1]. 1960년 약 2
만개이던 외식업체 수는 크게 증가하여 2001년 505,000개, 2009년 580,000개, 2015년 657,000개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전 한국음식업중앙회)에 따르면 폐업 식당의 수는 2009년 2만9천
여곳에서 2010년 4만7천여곳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창업점포 역시 2만9천여개(2009년), 5만6천여개
(2010년)로 증가세를 보여 폐업과 창업의 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음식점의 수는
59만개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2]. 이는 외식업에 대한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많은 수가
실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외식업체 가운데 10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는 곳은 7.3%에 불과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전국
음식점 60만 곳 가운데 5년 이상 영업을 계속한 음식점도 20%이며, 나머지 80%는 5년 안에 문을
닫는다고 한다. 또한 전체 음식점 가운데 개업후 6개월 안에 영업을 그만 두는 곳이 12.1%, 창업 1
년 안에 폐점하는 음식점도 전체의 25.6%에 이른다고 한다[3].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자영업 창업으로 몰리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세계적으
로 높은 수준이 됐고, 이중 외식업의 비중이 가장 높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외식창업에 대한 관심
은 높아지지만 외식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외식산업이 갖고 있는 미래 비전
부재, 낮은 급여, 낮은 복리후생 등의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이직률이 높고, 생산성이 낮으
며, 외식업체의 70% 이상이 가족중심으로 운영하는 생계형 업체이다 보니 전문성이 낮은데서 기인
된 것이다[4].
본 연구에서는 계층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AHP)을 이용하여 소상공인 외식 창업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외식 창업업자들에게 중요한 성공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시
사점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존연구 고찰
외식업체 창업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로 김예주와 이형룡[5]은 중소규모 외식업체 경영자 특성과
성공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 연구를 수행했는데 경영자 특성을 경영관리
능력, 위험감수능력, 의사 소통능력의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누었고, 성공요인을 음식의 맛과 질, 접
근의 편의성, 서비스품질, 물리적 환경, 위생 및 청결의 다섯 가지 요인으로 나누었다. 신충섭 등
[6]은 창업 성공 요인이 창업성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와 또한 창업 성공요인이 창업권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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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창업 성공요인으로 목표지향성, 자신감과
연구지향성, 권한위임, 위험감수, 정보 활용, 적극성, 팀웍 구축 등의 요인을 이용하였다.
정유경 등[7]은 상품력, 입지력, 서비스력, 점포력, 관리력 등의 성공요인에 대한 외식업체 경영
자의 중요도 인식차이를 파악하는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김상호와 박진환[8]은 입지, 외관, 설비,
인테리어 등의 점포환경요인, 가격, 품질, 모양 등의 상품요인, 전문성, 공감성, 반응성 등의 서비스
요인을 외식산업 창업 성공요인으로 보고 창업성공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McMillan[9]은 실패한 기업과 성공한 기업을 비교한 결과 창업 성공요인은 창업 팀의 특성(위험감
수능력과 시장파악능력 등), 서비스와 제품의 특성, 시장의 특성(첨단기술과 시장성 등), 재무적 특
성(ROI와 시장점유율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혔다. Bird[10]의 연구에서는 창업업종에
서의 경험이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재선 등[11]은 사업 기회, 창업자, 그리고 물적 자원의 3가지 요소를 창업기업이 성공하는데
있어 필요한 성공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손무호[12]는 창업자 특성 요인, 상품, 창업 자금, 입지, 시
설 등을 창업 성공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선정[13]은 창업자 개인 특성, 아이템 선정, 창업 경영관
리, 창업자금 조달 등을 제시하였고, 장해윤[14]은 자본력, 상품력, 입지력, 경영관리 등을 창업 성
공요인으로 제시하였고, 배혜숙 등[15]은 자신감, 창의성, 성취욕구 등을 창업 성공요인으로 제시하
였다.
상기 연구들은 성공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본 연구에서는
계층분석법을 이용하여 창업자들이 생각하는 성공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이용한 창업성공 우선순
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3. 실증분석 설계 및 실험

3.1 AHP 개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는 객관적인 평가요인과 주관적인 평가요인을 동시에 수용하
는 유연한 의사결정 방법으로써, Saaty에 의해 정의된 다기준 의사결정모델(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Model)이다. 즉, 정량적인 분석이 어려운 의사결정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정성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여러 요인간의 가중치 또는 중요도를 계산하는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AHP가 정
성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이 가능한 이유는 분석 프로세스가 인간이 의사결정을 할 때 두
뇌의 작용과 유사하게 체계적으로 분해하여 활용하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의사결정과정 처럼 계
층적 구조화, 상대적 중요도 계산 및 논리적 일관성 유지의 과정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AHP의 특징이다[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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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HP 분석 모델

[그림 1] AHP 분석 프로세스
[Fig. 1] AHP analysis process

본 연구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AHP 분석 모델은 [그림 1]과 같이 6단계 분석 프로세스에 의해
수행된다. 성공요인 정의, 성공요인들의 구조적 체계화 및 설문지를 설계하는 분석 모델 설계 단
계, 설문 대상자를 선정하고 설문을 실시하는 단계, 설문한 결과를 기초로 구조적으로 체계화된 성
공요인간의 상대적 가중치를 분석하는 단계, 해당 설문 분석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일관성 비율(CR : Consistency Rate)을 통한 일관성 분석 단계와 평가모델의 실증적 분
석을 통해 모델의 유의성을 평가하는 모델 검증 및 결과를 해석하는 종합평가 단계로 구성된다
[18].

3.2.1 분석 모델 설계

[그림 2] 창업 성공요인 분류
[Fig. 2] Classification of startup success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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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창업 성공요인과 세부 요인
[Table 1] Startup success factors and detailed factors
성공요인
창업자요인

점포요인

아이템요인

경영능력 요인

세부 성공요인
경험 및 기술
성취욕구 및 인내력
창의성 및 혁신
건강상태
입지/상권
주차 편리성
내외부 인테리어
분위기
음식맛
품질 및 신선도
가격
상품 차별화
서비스
재무관리
마케팅
직원관리
소통능력

정의
비즈니스 경험과 보유하고 있는 기술
사업 목표의 성취욕구와 끈기있는 인내력
사업의 창의성과 혁신
창업자 건강상태
점포 입지 및 상권
고객들의 주차 편리성
점포 내외부 인테리어
점포 분위기
제공하는 음식의 맛
음식의 품질 및 신선도
음식 가격
경재자 대비 음식 차별화
대표 및 종업원 서비스
재무관리 능력
마케팅 능력
직원관리 능력
소통 능력

성격
정성적
정성적
정성적
정성적
정량적
정성적
정성적
정성적
정성적
정성적
정성적
정성적
정성적
정성적
정성적
정성적
정성적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중요시헀던 창업 성공요인들을 분석하여 성공요인을 창업자요인,
점포요인, 아이템요인, 경영능력요인으로 분류하고 세부 성공요인을 [그림 2]와 같이 세분화했고,
세부 성공요인의 정의를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를 보면 창업자요인은 경험 및 기술, 성취욕구 및 인내력, 창의성 및 혁신, 건강상태로, 점
포요인은 입지/상권, 주차편리성, 내외부 인테리어, 분위기로, 아이템요인은 음식맛, 품질 및 신선
도, 가격, 상품 차별화, 서비스로, 경영능력 요인은 재무관리, 마케팅, 직원관리, 소통능력으로 세분
화하였다.

3.2.2 설문지 설계 및 설문 조사
각 성공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을 [표 2] 및 [표 3]과 같이 작성하였다.
AHP의 상대적 중요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동일한 계층의 성공요인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쌍대비교
하는 설문을 설계한다. 먼저 같은 계층인 성공요인인 창업자, 점포요인, 아이템, 경영능력간의 상대
적 중요도를 쌍대비교하고, 각 계층에 속한 세부 성공요인간 상대적 중요도를 쌍대비교한다. [표
4]에는 쌍대비교시 성공요인간 선호도를 표시하는 기준값이 정리되어 있다. [표 2]는 두 성공요인
(창업자, 점포)간에 중요도 차이가 없는 경우 1을 표시한 예이며, [표 3]은 성공요인 "점포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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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세부 성공요인 주차 편리성과 분위기를 측정하는 설문이며, 주차편리성보다 분위기를 매우
선호한다고 표시한 예이다. 이러한 쌍대비교의 총 개수는 nC2로, 설문의 쌍대비교 문항 수가 누락
되지 않도록 설계했다.
자료 수집 방법으로 외식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창업자 65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을 통해 설문
지를 제공 받았다. 이중 쌍대비교 평가척도에 결손치가 있는 설문지와 육안으로 보아도 한쪽으로
쏠리게 체크해 논리성이 부족한 설문지를 제거한 61명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AHP 분석을 수행하
였다.
[표 2] 창업 성공요인간 상대적 중요도 측정 설문 설계
[Table 2] Questionnaire that measures relative importance between startup success factors
창업 성공요인

9

7

평가 척도
3
1
3

5

창업자

5

7

9

창업 성공요인
점포

√

[표 3] 세부 창업 성공요인간 상대적 중요도 측정 설문 설계
[Table 3] Questionnaire that measures relative importance between detailed startup success factors
세부
성공요인

9

7

5

3

평가 척도
1
3

5

주차 편리성

7

세부
성공요인

9

분위기

√

[표 4] 쌍대비교의 선호도
[Table 4] Preference of pair comparisons
값

내용

1

A와 B의 선호도가 동일함(equally prefered)

3

A가 B보다 약간(weakly) 선호됨

5

A가 B보다 비교적(strongly more important) 선호됨

7

A가 B보다 매우(very strongly or demonstrably important) 선호됨

9

A가 B보다 절대적으로(absolutely more important) 선호됨

2,4,6,8

각 홀수의 중간 값을 의미함.

위 척도의 역수

B가 A보다 중요할 경우 사용

3.2.3 상대적 가중치 및 일관성 비율 분석
AHP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동일한 수준(계층)의 성공요인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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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대비교하는 설문을 작성하여 외식 창업자 및 외식창업 경험자에게 설문을 받았다. 각 개인의 설
문 결과를 기하평균한 평균값을 토대로 쌍대비교 행렬을 구성하여 집단의 기하평균한 평균값을 기
준으로 얻어진 쌍대비교 행렬을 통해 각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얻기 위해서는 정규화된 가중치
를 계산하여 산술평균함으로써 [표 5]와 같은 선택요인별 상대 가중치를 얻었다.
[표 5] 창업 성공요인의 상대적 가중치와 일관성 비율
[Table 5] Relative weight and consistency ratios of startup success factors
성공요인
평가요인

창업자 요인

점포 요인

세부 성공요인
가중치

0.27

0.23

아이템 요인

0.29

경영능력 요인

0.21

일관성 비율

평가요인

가중치

경험 및 기술

0.28

성취욕구 및 인내력

0.20

창의성 및 혁신

0.29

건강상태
일관성 비율
입지/상권
주차 편리성

0.23
0.0342
0.26
0.25

내외부 인테리어

0.22

분위기
일관성 비율
음식맛

0.27
0.0642
0.24

품질 및 신선도

0.23

가격
상품 차별화
서비스
일관성 비율
재무관리
마케팅
직원관리
소통능력
일관성 비율

0.16
0.18
0.19
0.0328
0.21
0.27
0.23
0.29
0.0872

0.0472

AHP는 평가자들의 판단에 대한 논리적 일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일관성 비율(CR :
Consistency Rate)이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응답자들이
쌍대비교에서 완전히 일치되게 응답하면 CR은 0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일치할 수 없고,
통상 CR이 0.1(10%이하)이면 일관성이 양호한 것으로 간주하고, 0.2 이내인 경우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비일관성을 갖고 있고, 0.2 이상이면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일관성 비율이 0.0472이고, 창업자요인, 점포요인, 아이템요인, 경영능력
요인 등의 세부분석지표들에 대한 일관성 비율이 0.0342, 0.0642, 0.0328, 0.0872로 모두 0.1보다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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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모든 평가지표의 가중치는 일관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공요인의 가중치, 전체
일관성 비율 및 세부 평가지표들의 일관성 비율은 [표 5]에 정리하였다.

3.2.4 종합평가 분석
지금까지 AHP 기법을 이용하여 외식창업 성공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요
인들의 우선순위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식창업 성공요인은 아이템(0.29), 창업자(0.27), 점포(0.23), 경영능력(0.21) 요인 순으로 상
대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이템의 세부요인은 음식맛, 품질 및 신선도, 가격,
상품차별화, 서비스 순서로 우선순위가 높았다. 음식의 맛과 신선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창업자 요인에서는 창의성 및 혁신, 경험 및 기술, 건강상태, 성취욕구
및 인내력의 순서로 우선순위가 높았다. 점포요인에서는 음식점의 분위기와 입지/상권을 중요시했
으며, 경영능력 요인에서는 소통능력과 마케팅을 중요시했다.

4. 결론
외식업체 가운데 10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는 곳은 7.3%에 불과하며, 5년 이상 영업을 계속한 음
식점은 20%이며, 나머지 80%는 5년 안에 문을 닫는다고 한다. 또한 전체 음식점 가운데 개업 후
6개월 안에 영업을 그만 두는 곳이 12.1%, 1년 안에 폐업하는 음식점도 전체의 25.6%에 달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마다 폐업과 창업의 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 외식업 분야에서
창업 성공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외식창업에서 중요시하는 성공 요인을 기존연구에서 도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HP 분석 모델을 제안하였다. 분석 모델에서는 외식창업 성공요인과 세부요인을 설계하고, 설문
조사를 한 후 상대적 가중치 분석과 일관성비율 분석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다음
의 시사점을 유추하였다.
첫째, 창업 성공요인은 아이템(0.29), 창업자(0.27), 점포(0.23), 경영능력(0.21) 요인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요인 중 음식종류 및 맛에 해당하는 아이템 요인이 제일 중
요하고, 기업가 정신에 해당하는 창업자 요인 그 다음으로 점포의 입지/상권 요인이 중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경영관리 능력도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설문을 한 외식 경영자들은 그
보다 아이템, 창업자, 점포 요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이템의 세부요인은 음식맛, 품질 및 신선도, 가격, 상품차별화, 서비스 순서로 우선순위
가 높았다. 음식맛과 품질 및 서비스를 가장 중요시 했는데 이는 신선한 식재료로 맛있게 요리 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템 요인에서 가격이 3번째 우선순위로 나타났는데 이
는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하고 맛이 있다면 가격을 비싸게 책정해도 손님들은 지갑을 열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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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셋째, 창업자 요인에서는 기업가정신에서 중요시하는 창의성 및 혁신을 가장 중요시 했으며 다
음으로 음식 관련 경험 및 기술을 중요시했다. 이는 음식관련 기술이 있으면서 꾸준히 창의적인
혁신을 하면 외식창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점포 요인에서는 음식점의 분위기를 최우선으로 중요시 했는데 이는 분위기가 있어야 음
식 맛이 배가 된다는 의미와 동일하다. 그 다음으로 입지/상권을 중요시 했다
다섯째, 경영능력 요인에서는 소통능력과 마케팅을 중요시했다. 이는 고객들과 잘 소통하며 단
골로 만드는 소통능력과 판매, 영업, 홍보과 관련된 마케팅이 잘 되어야 매출을 올릴수 있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아이템, 창업자, 점포, 경영능력 요인의 각 영역에서 고객들의 니즈를 끊임없이
충족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와 혁신이 선행되어야 외식창업에서 성공함을 의미한다. 최근 소상공인
외식 창업과 폐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식 창업을 시작하려는 창업자들은 기존 외
식 창업자들이 생각하는 창업 성공요인의 우선순위를 참고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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